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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전공 대학생 3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 Version.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참
여자세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반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다. 또한 흥미와 이해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다. 운동참여자세가 높을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높다. 또한 흥미와 이해가 낮을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낮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과제 및 자
아성향유형이 높고, 부정적일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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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self- 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85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processed for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5.0.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se analyses. First,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Third,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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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은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는 하
나의 과정으로 학업 성취를 추구하고 미래 사회의 주축
을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그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대학
에서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주의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 등 이
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현 대학의 현실이
라 할 수 있다[1]. 현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화된 교
육과 학점으로 인한 경쟁구도를 조성하며, 필요한 지식만
을 습득하는데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그 동
안 부족한 경험과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자아
를 지니고 대학이라는 환경을 접하게 된다[2]. 대학에서
는 학업의 중요성, 선후배와의 대인관계 등 기존 경험하
지 못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
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다[3].

신체적인 교육 즉 체육은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약물중독, 자살 등 사회적인 문제를 예
방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 규범, 
가치, 태도, 경험 등을 내면화시켜줄 수 있으며, 우발적이
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예방하고 신체와 정신을 조화
롭게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
에게 운동이란 매개체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신체활동 부
족의 문제 또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4, 5].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앞서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
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체
육의 중요성을 다른 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
펴보면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를 주제로 진로교육의 방
향성을 탐색한 연구[6]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7], 체육전공자의 진로장벽검사 
도구를 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2], 체육전공 대
학생들의 교육과정 인식과 만족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8, 9]. 또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선행연구
로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자기효능감, 교
육서비스품질, 기대충족, 이탈의도 등 다양한 변인들 간 
관계를 검증한 양적연구가 중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10-16].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주제로 선행
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와 
스포츠활동 목표수준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
증한 연구만 이루어 졌을 뿐 신체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 4]. 이와 같이 신
체활동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
고 그에 따른 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운동수행능
력이 향상되면 신체적 건강만이 아닌 심리적 행복감도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다른 전공의 비해 비교적 
신체활동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
들의 신체활동과 심리적 요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행복
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태도 및 성찰이 필요한데 이는 자아존중감 이론
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
는데 Bandura[17]가 자아존중감 이론을 처음 제시한 이
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
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보거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방법,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18, 19]. 이처럼 자아존
중감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은 
주변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목표들이 존재한다. 
운동 수행자가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 중 자신의 신
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지향적인 목표성향과 
자아지향적인 목표성향으로 구별할 수 있다[20]. 성취목
표 이론은 신체활동 상황에서 특성적 또는 상황적 목표
개념 속에서 검증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목표성향개념
이 어떠한 상황에서 명확히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불분
명하다[21]. 이에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목
표성향이 운동을 참여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
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요
인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참여
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검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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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나아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의
미 있는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운동참여
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 검증하고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
와 자아존중감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전공
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으로 

설정한 후,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91명에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중 일관된 패턴으로 작성하여 불성실하게 작성했다고 판
단되는 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85명의 자료를 사용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Object of study
Variable 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309 80.3

woman 76 19.7

Grade

first year 106 27.5

second year 115 29.8

third year 103 26.7

fourth year 61 15.9

Major

individual sport 160 41.6

interpersonal sport 144 37.4

group sport 81 21.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조
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배경변인을 묻
는 3문항, 운동참여태도를 묻는 12개, 자아존중감을 묻

는 10문항, 성취목표성향을 묻는 13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에는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을 실시하였다. 높은 타
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 적재치 수치는 .4 로 제한하
고 있다[22]. 이에 근거하여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4이상인 문항만 추출하였으며, 신뢰도는 내
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2.2.1 운동참여태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를 알아보기 위

해 Kim[23]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 목적의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참여태도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운동 
내용의 흥미 및 이해 2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3.398%,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KMO=.883(χ
²=1842.615),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신뢰도는 .735-.877로 나타났다.

Table 2.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Participation 
status

Interest and 
Understanding

E. P. A 9
E. P. A 11
E. P. A 10
E. P. A 7
E. P. A 12
E. P. A 4

.866

.861

.848

.840

.696

.433

-.011
.012
-.026
-.074
.162
.800

.877

E. P. A 3
E. P. A 6
E. P. A 2
E. P. A 8

.157
-.056
-.177
.105

.800

.631

.590

.570

.735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4.170
41.702
41.205

1.170
11.696
53.398

KMO=.883, X²=1842.615, Sig=.001

2.2.2 자아존중감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Scanlan[24]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Jung[25]이 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연구 목적의 맞게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의 타당도
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
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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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항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6.465%, 2개의 하위요
인으로 나타났다. KMO=.861(χ²=1645.646),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840-.846으로 나타났다.

Table 3. Self-Esteem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Positive Negative

S. E 1
S. E 2
S. E 7
S. E 4
S. E 6

.915

.902

.573

.530

.505

.072

.116
-.158
-.100
-.265

.846

S. E 9
S. E 10
S. E 3
S. E 5

.039
-.052
-.005
-.028

.910

.795

.743

.530

.840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7.038
44.872
44.872

1.043
11.593
56.465

KMO=.861, X²=1645.646, Sig=.001

2.2.3 성취목표성향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을 알아보기 위

해 Duda & Nicholls[26]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27]이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성취목표성향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성취목표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과제성
향유형 1문항, 자아성향유형 3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6.429%,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KMO=.897(χ²=1716.611),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786-.876으로 나타났다. 

Table 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A. G. O 8
A. G. O 7
A. G. O 13
A. G. O 10
A. G. O 9
A. G. O 12

.991

.686

.669

.575

.500

.462

-.198
.073
.117
.260
.185
.292

.876

A. G. O 3
A. G. O 1
A. G. O 6

-.021
.004
.062

.850

.773

.590
.786

Eigenvalue
Variance

Cumulative

4.516
50.181
50.181

.562
6.249
56.429

KMO=.897, X²=1716.611, Sig=.001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설문받기

위해 연구자가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
다. 배포된 설문지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성실히 
설문에 응답할 것을 부탁한 뒤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완료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5.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수간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운동참여태도 및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참여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간 관련
성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한 결과 Table 5 와 같이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가 .8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
중감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참여자세는 정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64), 흥미 및 이
해는 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6).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19.0%(R²=.190)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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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actor M(SD) 1 2 3 4 5 6

Participation status(1) 3.47( .83) 1

Interest and Understanding(2) 2.39( .84) -.383** 1

Positive(3) 4.10( .67) .420** -.285** 1

Negative(4) 2.26( .92) -.375** .412** -.526** 1

Task orientation(5) 4.44( .59) .246** -.237** .468** -.371** 1

Self tendencies(6) 4.48( .62) .205** -.228*** .325** -.316** .655** 1

 **p=.01

Table 6.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self-esteem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ositive Negative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3.359 .200 16.837
(.001) 2.412 .266 9.066

(.001)

Participation status .294 .040 .364 7.321
(.001) -.279 .054 -.254 -5.212

(.001)

Interest and 
Understanding -.117 .040 -.146 -2.939

(.001) .344 .053 .315 6.466
(.001)

R=.441
R²=.190

F=46.112(.001)

R=.475
R²=.221

F=55.526(.001)

Table 7.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4.274 .188 22.689
(.001) 4.437 .199 22.262

(.001)

Participation status .131 .038 .183 3.444
(.001) .104 .040 .138 2.588

(.010)

Interest and 
Understanding -.119 .038 -.167 -3.151

(.002) -.131 .040 -.175 -3.278
(.001)

R=.291
R²=.080

F=17.633(.001)

R=.262
R²=.064

F=14.028(.001)

Table 8.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3.325 .242 13.749
(.001) 3.963 .271 14.639

(.001)

Positive .335 .046 .378 7.208
(.001) .203 .052 .219 3.911

(.001)

Negative -.112 .034 -.172 -3.274
(.001) -.138 .038 -.201 -3.597

(.001)

R=.491
R²=.237

F=60.514(.001)

R=.367
R²=.130

F=29.7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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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참
여자세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254), 흥미 및 이해는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15).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22.1%(R²=.221)로 나타났다.

3.3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
표성향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
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성취목표성
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향유형에서 참여자세는 정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83), 흥미 및 이
해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7).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8.0%(R²=.080)로 나타
났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아성향유형에서 참여
자세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138), 흥미 및 이해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75).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6.4%(R²=.064)로 나타났다.

3.4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
성향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향유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78), 부정
적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172).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23.7%(R²=.237)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아성향유형에서 긍정
적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β=.219),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적(-)인 영향이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1).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
체변량 중 13.0%(R²=.130)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
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
었다. 앞서 제시되었던 본 연구의 가설과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

중감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태도의 하
위요인 중 운동의 참여자세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정적인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흥미 및 이해는 긍정
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부적인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대상에
는 차이가 있지만 An[2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체육
수업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Oh & Ynu & Lee[29]는 체육수업 참여태도는 대학생들
이 자아를 인식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Jung & Kim & Cho[5] 는 학
생들의 체육수업 참여태도와 기본적인 심리욕구의 관계
를 규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운동참여태도는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움직임 즉 스포츠 활동 경험을 통해 상당 
부분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나 신
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해 주어야 하며, 
교수는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
표성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태도의 
하위요인 중 운동의 참여자세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
인인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정적인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흥미 및 이해는 과제성향
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i[30]의 연구에서 여중생이 
운동참여로 인해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아지면 체육수업
의 목표지향성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Moon[31]
의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들이 운동수행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유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운동수행이 지속되고 운동에 참여하는 태
도가 좋아질수록 성취목표성향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라고 있다. 운동참여는 대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성취감, 즐거움 등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몰입, 행동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구 있을 것이다[32]. 이에 교수는 대학생
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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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태도가 산만하다면 수업에 대한 목표설정이 어
려울 것이며, 교수가 제시한 목표 또한 인지하지 못할 것
이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
성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인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과제성향유형
과 자아성향유형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33]의 연구에서 경호전공 대학생
들의 자아존중감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
향유형 요인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Kim[18]은 고
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유능
한지를 인지하는 의미에 자아존중감이 기초가 되어 무언
가를 이루기 위한 성취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개념에
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은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34].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
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
을 때 자아존중감을 인지하고 있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
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취목표지향성에 더욱 영향
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방향의 목표를 지향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
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전공 대학생 385명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 Version. 15.0을 사
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
계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
중감에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
태도와 성취목표성향에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부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모든 하위변인에
서 정적,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될 연구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 목적은 다양
한 전공의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체
육전공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성취목
표성향에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제공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연구를 진
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같거나 비슷한 주제로 
진행될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운동참여태도가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
중감,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이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체육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계열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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